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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토크

11 – 댐퍼 마운트 볼트  7Nm

13 – 아이소스트러트 후방 액슬 10Nm

14 –  아이소스트러트 엔드 캡 
볼트 10Nm

15 – 아이소스트러트 전방 나사  5Nm

16 – 메인 피봇 액슬 23Nm

17 – 디레일러 너트 23Nm

컴포넌트

 1 – 아이소스트러트

 2 – 프레임 캐리지

 3 – 스트러트 주유 플러그

 4 – 후방 마운트 슬리브

 5 – 캐리지 와이퍼 부싱 

 6 – 폼 링

 7 – 캐리지 와이퍼 실링

 8 – 댐퍼 몸체 슬리브

 9 – 가이드 부싱

10 – O-링

12 – 캡티브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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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구
•  니들 노즈 플라이어
• 깨끗한 주사기

•  포크 배스 오일 (10wt)
•  토크 렌치 (5–10Nm)

 1. 플러그가 제위치에 있을 경우, 플라이어를 사용해 
아이소스트러트에서 플러그를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2. 캐리지 실링 안쪽에 가볍게 오일을 바릅니다.

 3. 스트러트에 새그 O-링이 씌워진 상태에서, 
아이소스트러트를 스윙 암 캐리지에 삽입합니다.

 참고  자전거가 사용되었을 경우, 스윙 
암 캐리지 안쪽의 부싱 마모도를 검사합니다. 
마모되었을 경우 부싱을 교체합니다. 

 4. 댐퍼 몸체 아일렛이 캐리지 마운트 구멍 가운데로 
정렬될 때까지 캐리지 안쪽으로 스트러트를 
밀어줍니다.

2 아이소스트러트 설치하기 2  아이소스트러트 설치하기 

 5. 그림과 같이 마운트 볼트, 가이드 부싱, 그리고 
몸체 슬리브를 조립하고 O-링에 금이 갔거나, 
찢어졌거나, 또는 마모된 흔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자전거가 사용되었을 경우, 남은 이물질을 
확인하고 하드웨어를 세척합니다.

O-링
가이드 부싱

몸체 슬리브

마운트 볼트

 6. 캡티브 너트 안쪽 O-링의 마모와 남은 이물질을 
검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척하거나 교체합니다.

O-링

 참고  해당 O-링은 부품 번호 588512로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7.  댐퍼 몸체 마운트 볼트 조립부를 그림과 같이 
설치합니다.

캡티브 너트 상단 가이드 부싱

하단 가이드 부싱

마운트 볼트

몸체 슬리브

 8.  조립부를 마운트 하단을 통과하도록 밀어 
넣습니다.

 9.  위쪽에서 상단 가이드 부싱을 설치합니다.

10.  O-링이 스트러트 안쪽의 뒤쪽 홈에 안착되었는지 
검사합니다.

11.  몸체 캡티브 너트를 설치하고 7Nm 토크로 
조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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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구
• 긴 육각 L 렌치
• M5 육각 렌치

• M6 육각 렌치
• 토크 렌치

 참고  해당 조립부에 있어 반드시 해야할 
일: 메인 피봇 베어링과 슬리브가 설치되어 있고, 
아이소스트러트가 스윙 암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싯 포스트를 자전거 스탠드에 장착합니다.

 2. 스윙 암을 전방 삼각 프레임에 맞춥니다.

 3.  아이소스트러트 뒤쪽 액슬과 엔드 캡 볼트를 
설치하되 토크를 가하지 않습니다.

 4.  아이소스트러트 앞쪽 나사와 와셔를 설치하되 
토크를 가하지 않습니다.

5. 드라이브사이드 쪽에서, 육각 렌치를 메인 피봇 
베어링에 삽입합니다.

기술자 팁: 긴 육각 L 렌치 또는 비슷한 것으로 메인 피봇 
연결부 양쪽의 와셔를 적절하게 정렬합니다.

3 스윙 암을 전방 삼각 프레임에 조립하기2  아이소스트러트 설치하기 

12.  스트러트를 위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주사기를 
사용해 아이소스트러트에 포크 배스 오일 15ml를 
채워줍니다.

 참고  해당 과정은 또한 100시간 정비 
실링 교체와 부싱 검사의 일환으로서 깨끗한 배스 
오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13.  오일 플러그를 아이소스트러트 뒤쪽 끝으로 
강하게 누릅니다. 플러그가 아이소스트러트 
개구부에 단단히 밀착되어야 합니다.

14.  컴프레션 슬리브를 스트러트 캡 안쪽에 
설치합니다.

 참고  컴프레션 슬리브가 스트러트 후방 
하드웨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플러그가 
아이소스트러트 개구부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15.  작업을 마친 후 남은 오일을 닦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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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윙 암을 전방 삼각 프레임에 조립하기 

 6. 메인 피봇 볼트 와셔 중 하나를 전방 삼각 프레임과 
논 드라이브 사이드 스윙 암 사이에 삽입합니다. 
육각 렌치가 와셔를 통과하도록 밀어줍니다.

 7. 메인 피봇 볼트를 육각 렌치의 논 드라이브 
사이드 끝으로, 와셔를 통과하도록, 그 다음 피봇 
베어링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셔와 
볼트를 제자리에 고정할 겁니다. 육각 렌치를 
밖으로 빼냅니다.

 8.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서, 나머지 메인 피봇 볼트 
와셔를 전방 삼각 프레임과 드라이브 사이드 
스윙 암 사이에 삽입합니다. 육각 렌치가 와셔를 
통과하도록 밀어줍니다.

 9. 육각 렌치가 삽입된 상태에서, 메인 피봇 볼트가 
양쪽 와셔를 통과해 나사산식 체인스테이로 
들어가게 유도합니다. 액슬을 제자리에 끼우기 
시작할 때 나사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0. 앞쪽 나사 두 개를 5Nm 토크로 조여줍니다.

11. 뒤쪽 액슬을 10Nm로 조여줍니다.

 참고  와셔가 나사 머리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2. 드라이브사이드 캡티브 너트를 설치하고, 메인 
피봇 액슬을 23Nm 토크로 조여줍니다.

필요한 공구
• 작은 케이블 타이
• M4 육각 렌치

• 작은 토크 렌치

 1. 후방 브레이크 호스가 바텀 브라켓 케이블 라우팅 
구멍을 통과하도록 라우팅합니다.

 2. 후방 브레이크를 체인스테이에 설치합니다.

 3. 후방 브레이크 호스가 두 개의 체인스테이 케이블 
가이드를 통과하도록 라우팅합니다.

 4.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케이블 가이드 근처의 
호스를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호스 설치가 용이하도록 케이블 타이를 느슨하게 
내버려둡니다.

 5. 호스가 다운 튜브 위쪽을 향해 헤드 튜브 왼쪽 
구멍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4 후방 브레이크와 호스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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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구
• 이쑤시개 
• 작은 케이블 타이

• 토크 렌치
•  육각 렌치  

(후방 디레일러 설치)

 참고  해당 과정은 바텀 브라켓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합니다. 바텀 브라켓이 
설치되었다면, 케이블이 바텀 브라켓 구멍 위쪽을 
향해 헤드 튜브로, 그리고 후방 케이블 라우팅 구멍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라우팅합니다.

 1. 케이블을 헤드 튜브 입구 구멍에서 다운 튜브로, 
그리고 후방 케이블 라우팅 구멍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2. 계속해서 케이블을 후방 케이블 구멍에서 후방 
체인스테이 구멍을 통과하도록 라우팅합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기술자 팁: 케이블이 체인스테이 구멍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후크 공구를 사용합니다.

 3.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케이블 가이드 근처의 
케이블을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설치가 용이하도록 케이블 타이를 느슨하게 
내버려둡니다.

 4. 후방 디레일러를 체인스테이에 연결합니다. 제조사 
제시 토크 사양에 맞춰 조여줍니다.

 5. 제조사 제시 권장 사양에 따라 디레일러 세팅을 
마무리합니다.

5 후방 디레일러와 케이블 설치하기

필요한 공구
• M4 육각 렌치
• 토크 렌치

• 케이블 타이 절단 공구

 1. 싯 튜브의 기반 부분에, 두 개의 하우징을 그로밋에 
끼워 넣습니다.

 2. 센터 케이블 가이드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2Nm에 맞춰 토크 렌치로 볼트를 조여줍니다.

 3. 이제 케이블 타이로 돌아가 케이블 타이를 프레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프레임 가까이에서 타이를 
잘라냅니다.

6 이중 케이블 가이드 그로밋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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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구
• M4 육각 렌치
• 절단 공구
•  육각 렌치  

(스템 탑 캡 설치)

•  육각 렌치 (락아웃 감개 
세팅 나사)

• 토크 렌치

 1. 케이블을 리모트 락아웃 안에 설치합니다.

 2. 케이블이 아이소스트러트 바로 앞쪽의 탑 튜브 
하단 구멍을 통과하여 드라이브 사이드 헤드 튜브 
구멍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3. 헤드 튜브 쪽에서, 와이어를 케이블로 
라우팅합니다.

 4. 아이소스트러트 쪽에서, 와이어에 마감재를 
밀어넣습니다.

마감재

 5. 와이어가 케이블 스탑 안쪽의 슬롯을 통과하도록 
유도합니다.

 6. 와이어를 락아웃 감개 둘레로 라우팅하고 세팅 
나사를 설치합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논 드라이브 사이드

 7. 메커니즘이 만족스럽게 작동하는지 시험해봅니다.

 8. 와이어를 적절한 길이로 절단하고 (20-30mm) 
엔드 캡을 끼워 눌러줍니다.

7 락아웃 케이블을 라우팅합니다. 8 케이블 라우팅

샥 락아웃 케이블
탑 튜브를 통과하도록 라우팅

드로퍼 포스트
(적용했을 경우)

드라이브 사이드 
체인스테이를 통과하는 

후방 디레일러 라우팅

후방 브레이크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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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어 용량 스페이서 교체하기 

필요한 공구
•  BSA30 개방형 바텀  

브라켓 공구
• 스냅 링 플라이어
• 록타이트 블루 243

• 수평 집게 플라이어
• 토크 렌치
• 샥 펌프
• 스페이서

 1. 샥 펌프를 사용해 샥의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18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값을 메모해둡니다.

 2. 공기 밸브에서 서서히 공기를 빼냅니다.

기술자 팁: 마이너스 에어스프링에서 약간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샥을 압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아이소스트러트 앞쪽 볼트와 와셔를 제거합니다.

 4. 느슨하게 하되 스트러트 후방 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5. 락아웃 레버를 열림 위치로 세팅하도록 레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9 에어 용량 스페이서 절차  에어 용량 스페이서 절차

 6. 서스펜션이 압축되도록 안장에 앉습니다. BSA30 
공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아이소스트러트의 
전단부가 탑 튜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의: 락 링의 고정을 풀어줄 때 개방형 공구로 인해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탑 튜브를 보호하는데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7. BSA30 공구를 이용해 락 링을 풀어주고 스트러트 
스테이션 몸체에서 풀어줍니다.

기술자 팁: 해당 단계는 샥이 압축되었을 때 가장 
쉽습니다.

 8. 링이 샥에서 완전히 풀린 다음에는, 샥의 앞쪽 
끝이 O-링, 원형 금속 플레이트, 그리고 스페이서가 
노출되도록 앞쪽으로 확장됩니다.

 9. 샥 나사산과 락 링에 이물질이나 접착제 잔여물이 
있을 경우 닦아냅니다.

10. 원형 금속 플레이트를 아이소스트러트로 향해 
뒤쪽으로 옮깁니다. 스냅 링 플라이어를 사용해 
에어 용량 스페이서를 제거합니다.

11. 새로운 스페이서를 댐퍼 샤프트를 따라 놓습니다.

12. 스페이서의 사이즈에 따라, 스냅 링 플라이어 
또는 수평 집게 플라이어를 사용해 스페이서를 
제자리에 맞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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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페이서가 상단 에어 캡 안쪽으로 끼워질 때 "
딸깍"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14. 나사산의 60-90°를 덮어주도록 최소한 나사산 2
개에 록타이트 243을 도포합니다.

15. 안장 뒤쪽으로 이동해 서스펜션이 확장되도록 
안장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락 링이 
스트러트에 닿게 됩니다.

16. BSA30 공구로 락 링을 스트러트에 끼워 
돌려줍니다.

기술자 팁: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단계에서 자전거의 
균형을 잡도록 뒷 타이어에 앉습니다.

17. 락 링을 조이면서, 스트러트 상단 캡 방향의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토크를 가하기 전에 적절한 
방향과 프레임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반드시 에어스프링 밸브에 샥 펌프가 
들어갈 수 있는 프레임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 팁: 상단 에어 캡은 탑승자의 선호도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핏을 확보하도록 프레임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에어 용량 스페이서 절차

18. 토크 렌치와 BB 렌치의 구멍을 사용해 락 링을 
17Nm 토크로 조여줍니다.

17Nm

19. 에어 캡의 적절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러트를 탑승 준비 상태로 놓습니다. 필요한 
경우 바로잡습니다.

20. 가볍게 그리스를 도포하고 스트러트 앞쪽 
마운트 나사를 설치합니다. 와셔가 나사 머리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사를 5Nm 토크로 
조여줍니다.

21. 스트러트 후방 액슬을 10Nm 토크로 조여줍니다.

22. 샥 펌프를 사용해 1단계에서부터 스트러트에 
공기압을 다시 주입해줍니다.

23. 스트러트에 대한 적절한 탑승자 세팅을 알아내기 
위해 새그 절차를 실시합니다.



18 19

	 2020	슈퍼칼리버 정비 설명서10

필요한 공구 (실링)
•  실링 및 부싱 프레스 공구 세트 (한 짝) 부품 번호 

593490
• 1인치 (25.4 mm) 델린 봉(Delrin rod)
• 헤드셋 프레스

필요한 공구 (부싱)
•  유니어 (Unior) 슬라이드 해머, 부품 번호:  

689/2B1-US
• 30-36 확장 콜렛
• 부싱 설치 공구
• 부싱 치수 측정기 (Bushing sizer)

 1. 델린 봉을 사용해 전방 실링을 뽑아냅니다.

기술자 팁: 실링을 제고하기 위해 캐리지 주변을 빙 
둘러서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폼 링을 빼냅니다.

 참고  캐리지 전방에는 하나의 폼 링만이 
있습니다. 캐리지 뒤쪽에는 없습니다.

 3. 델린 봉을 사용해 후방 실링을 뽑아냅니다.

해당 실링만을 교체할 경우, 23페이지의 와이퍼 
실링 설치로 넘어갑니다.
실링 양쪽과 부싱을 교체할 경우, 4단계로 
진행합니다.

 4. 콜렛을 부착한 슬라이드 해머를 캐리지의 전단부 
안쪽으로 넣습니다.

10 캐리지 와이퍼 실링과 부싱  캐리지 와이퍼 실링과 부싱

 5. 부싱 가장자리에 결합되도록 콜렛을 돌려줍니다.

기술자 팁: 부싱 가장자리 안쪽의 캐리지에 결합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부싱에만 결합되어야 합니다.

 6. 슬라이드 해머를 작동시켜 부싱을 제거합니다.

 7. 후방 부싱에도 4~6단계를 반복합니다.

 8. 부싱 천공부를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아 파편을 
제거합니다.

 9. 새로운 부싱을 각 부싱 설치 공구에 올려줍니다.

실링

부싱을 눌러 넣을 때 공구의 이쪽 
면을 사용

실링 및 부싱 프레스 공구

부싱

실링을 눌러 넣을 때 공구의 이쪽 
면을 사용

10. 부싱이 올라간 공구 양쪽을 캐리지의 전방과 
후방에 넣습니다.

11. 캐리지의 전방에서 헤드셋을 삽입합니다 (
캐리지의 전방으로 손잡이 끝이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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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캐리지 와이퍼 실링과 부싱

12. 캐리지의 후방 쪽에서는, 헤드셋 프레스의 끝이 
딸깍 소리가 나도록 끼워줍니다.

13. 잘 맞도록 헤드셋 프레스를 회전시킵니다. 프레스, 
공구, 부싱의 정렬 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부싱이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프레스를 
돌려줍니다.

 참고  캐리지의 전방과 후방의 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14.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프레스를 조여줍니다. 
저항감이 느껴진 다음에는, 프레스와 공구를 
제거하고 부싱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검사합니다.  
 
부싱이 캐리지 안쪽으로 충분히 깊게 들어갔는지 
검사합니다. 부싱의 상부에서 부싱 위쪽의 
축받이까지, 측정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전방 = 16.9mm 
• 후방 = 10.5mm

16.9mm전단부

10.5mm 
후단부

15. 캐리지의 전방에서부터, 부싱 치수 측정기를 
사용해 부싱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중요: 그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 사용하기 전 사이즈 측정 공구 헤드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16. 14단계를 서너번 반복해 앞쪽에서 뒤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깁니다.

 참고  치수 측정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 캐리지 안쪽의 실링 표면을 닦아 파편을 
제거합니다.

 2. 양쪽 캐리지 와이퍼 실링을 부싱/실링 공구에 
넣습니다.

실링

부싱을 눌러 넣을 때 공구의 이쪽 
면을 사용

실링 및 부싱 프레스 공구

부싱

실링을 눌러 넣을 때 공구의 이쪽 
면을 사용

 3. 실링이 올라간 공구 양쪽을 캐리지의 전방과 
후방에 넣습니다.

 4. 캐리지의 전방에서 헤드셋을 삽입합니다 (캐리지의 
전방으로 손잡이 끝이 오게).

 5. 캐리지의 후방 쪽에서는, 헤드셋 프레스의 끝이 
딸깍 소리가 나도록 끼워줍니다.

 6. 잘 맞도록 헤드셋 프레스를 회전시킵니다. 프레스, 
공구, 실링의 정렬 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실링이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프레스를 
돌려줍니다.

 7.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프레스를 조여줍니다. 
저항감이 느껴진 다음에는, 프레스와 공구를 
제거하고 실링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검사합니다.

 8.  실링과 캐리지 양끝 사이에 틈이 없는지 눈으로 
검사합니다.

11 와이퍼 실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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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폼 링을 포크 배스 오일로 적셔줍니다.

10. 폼 링을 캐리지의 전방 안쪽으로 설치합니다.

이제 아이소스트러트를 설치할 준비가 됐습니다  
(4페이지 참조).

 와이퍼 실링 설치




